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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마트기기의 등장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걸으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음성으로 SMS 메시지

를 보내는 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TV, 에어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의 스마트화가 이루어

지면서 이들 기기들을 통해 실현해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폭은 더 넓어졌다. 

최근 스마트기기들의 기능적 요소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직관성과 밀접

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음성 인식 기능은 반복적인 기계적 동작이 아닌 사람이 만들

어 낸 소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직관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러한 음성 인식 기능

을 이용하여 음성 인식된 문장을 직관적으로 잘 분석해 낸 어플리케이션들은 놀라울 정도

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심지어 비서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사람들의 관

심을 끌었다. 

하지만 음성 인식 기능은 최근에서야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 시작한 터라, 아직까지는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한 부가가치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지금의 스마트기기들뿐

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화될 기기들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

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줘.”, “조명이 밝은

데 조금만 어둡게 해줄래?”와 같은 직관적인 문장을 세밀한 형태소 분석을 통해 원하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폰 또는 마이크가 탑재된 스마트기기 하나로 스마트기기들을 제어하는 인프라를 

통해, 사무 환경 및 가정 환경 등에서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측면

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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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본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기능으로 같은 WiFi AP 상에 있는 다양한 스마

트기기를 리모컨처럼 제어하는 인프라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Just Saying”의 설계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기기 전용 

리모컨으로만 제어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같은 AP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거리와 

방향에 상관없이 해당 공간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 환경 또는 가정 환경 등에서 업무나 가정 일을 하다가도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원하는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특히 TV의 경우 방송사 이름(KBS, SBS, MBC 등)이나 

채널 이름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채널의 편성 시간이나 기타 정보들을 얻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스마트기기의 열풍과 전망 

 

다양한 기기들의 스마트화로 점점 똑똑해지는 IT 패러다임에 맞춰 사용자들의 생활 또

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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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음성 인식 기술의 동향 

음성 인식 기술은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 요소로써, IT 강국의 연구기관 

등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주요 유망 기술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 및 음성 DB 

자원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때문에 IT 강국이라는 이름표에 걸맞게 우리나라에

서도 음성 인식 기술 수요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성 인식 기술은 현재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인터넷의 발달로 무궁무진한 응용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연구개발(R&D) 방향도 음성 인식 기술에 대화처리와 언어 모델 

연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음성 인식 솔루션들은 IT 산업의 모든 분야와 접목을 시도

하고 있다. 음성 구동 컴퓨터를 비롯하여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내선 교환기(내

선번호를 누르지 않고 교환원 없이 음성만으로 원하는 사람 또는 부서로 전화를 연결해주

는 시스템), 음성 포털, 통합 메세징 도구, 그룹웨어, 차량항법시스템, 자동번역시스템, 각종 

정보단말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형태의 제품

들은 이미 시제품 단계에 이르렀다. 의료분야에서도 음성 인식 기술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진료기록, 진료의사결정, 진료결과, 정산 등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가까운 미래에는 주변에서 늘 접하는 전자기기들의 스마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컴퓨터의 요소들이 탑재되어 스마트화가 명확히 이루어진 기기

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 2종이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맥락이 

비슷한 TV Remote 시스템의 시중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항목 상세 기능 

LG TV Remote 

- 기본적인 채널/볼륨 변경 

- TouchPad 를 이용한 TV 조작 

- 방향키를 이용한 TV 조작 

- TV 연결, TV 진동, 사운드 효과 설정 

- 전화 수신 시, TV 음량을 자동으로 줄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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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세 기능 

- 나만의 채널 목록을 스마트폰에서 관리 

Google TV Remote 

- TouchPad 를 이용한 TV 조작 

- 방향키를 이용한 TV 조작 

- 음성으로 TV 조작 

- iOS 디바이스로 사용 가능 

Apple TV Remote 

- iTunes 및 Apple TV 제어 

- 일시 정지, 되감기, 빨리 감기, 음량 조절 

- 앨범, 동영상 및 TV 프로그램, 사진 보기 

- 단순한 손가락 동작으로 Apple TV 제어 

- 키보드를 사용한 텍스트 입력 

- 각 스피커에서 개별적으로 음량 제어 가능 

Samsung TV Remote 

- 기본적인 채널/볼륨 변경 

- 방향키를 이용한 TV 조작 

- 음성으로 TV 조작 

- 게임패드 지원 

- 문자입력기 지원 

 

2.2.4  기 개발된 시스템과의 차이점 

항목 Just Saying 기 시스템 

제어 장비 
- 인프라 형태의 구축으로 

기기에 맞게 확장 가능 

- 대부분의 기기가 전용 

장비로만 사용 가능 

제어 기능 

- 기본적인 제어 가능 

- 명령 체계의 통일로 특화 

기능에 대한 확장 가능 

- 해당 기기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의 제어 가능 

음성 제어 기능 
- 사용자의 문장에 따른 

직관적 제어 가능 

- 매뉴얼에 가까운 형태로 

제어 가능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기기 제어  

팀 명 Just Saying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2-MAR-07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25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3 연구/개발 내용 

2.3.1  제어 명령 문장의 직관적 분석 

음성 인식된 제어 명령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음성 DB 

자원을 사전에 구축하여야 한다. 

 불규칙한 띄어 쓰기 

 예외적인 발음 규칙 

 영어와 한글이 함께 들어간 경우 

 흔치 않는 낱말 

 개인별 발음 차이 

 사전 표기 단어가 아닌 발음 그대로 인식된 경우 

위의 항목들을 고려한 결과, 문장의 직관적인 분석을 위해 아래의 예와 같이 동의어 정

보 자원을 구축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중략) 

   <synonym value="1001"> 

    <key>ㅅㄹ</key> 

    <key>소리</key> 

    <key>솔이</key> 

    <key>서리</key> 

    <key>ㅂㄹ</key> 

    <key>볼륨</key> 

    <key>불륨</key> 

    <key>발륨</key> 

    <key>벌륨</key> 

   </synonym> 

… (중략) 

  

동의어 정보 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될 단어들을 동의어로 판단하고 해당되

는 색인을 부여한다. 즉, “소리”를 예로 들면, 해당 단어가 잘 못 인식된 “솔이”, “서리” 등

과 같은 단어를 “소리”와 같은 단어로 판단하고 “소리”에 해당되는 색인인 “1001”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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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음성 인식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 

음성으로 인식된 문장을 구성하는 각 토큰들에 색인을 부여하기 앞서, 토큰 단위로 형

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 토큰의 사전적 단어를 최대한 추출해낼 수 

있어 각 토큰들의 의미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2.3.3  명령 정보 분석 및 체계 

음성으로 인식된 문장을 토큰 단위로 형태소를 분석한 뒤 색인을 부여한다. 색인 부여

된 집합은 명령 정보로 가공되는데 모든 명령 정보는 아래의 체계를 따른다. 

 

Operand + Operator + Parameter 

 

예를 들어, “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줘”라는 제어 문장이 입력되었고, 문장의 각 

토큰들에 색인이 부여된 결과가 [1001, 345, 197, 1920, 290]의 집합일 때, 명령 정보는 아

래와 같다. 

 Operand : “소리”에 해당하는 색인 “1001” 

 Operator : “높여줘”에 해당하는 색인 “290” 

 Parameter : “조금만”에 해당하는 색인 “1920” 

 

스마트기기가 체계에 맞게 분석된 명령 정보를 전달 받으면, 기기에 맞게 해당 정보를 

분석한 뒤 제어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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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다양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영역에서 크

게 활용될 수 있다. 

 

 음성 제어를 통한 편의성 증대 

 일상 생활 및 사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별도의 이동 없이 휴

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업무나 기타 이유로 기기 제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의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인프라는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같은 WiFi AP 상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의 통합 

인프라로 급부상할 것이다. 

 

 기기 전용 장비가 아닌 휴대성이 높은 스마트폰을 이용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인프라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기기를 

통해 스마트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확장성이 충분히 고려된 설계로,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기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화 될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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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동작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아래와 같다. 

- Android SDK r16 

- Java version 1.6.0_29 

- Google API Level 10 

- Samsung Galaxy S 

 

  따라서 스마트폰의 경우, Android OS 2.3.3 이상을 탑재한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3.1.2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현재 스마트기기 시장에서는 스마트TV만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TV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스마트TV에서 우선으로 개발하고 그 환경은 아래와 같다. 

- SDK 3.0.0 

 

  스마트기기에서 원격 제어를 위한 별도의 포트를 제공한다면 스마트기기용 어플리케이션

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 

 

3.1.3  기기간 네트워크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들은 같은 WiFi AP에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클라이언

트, 스마트기기는 서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같은 AP 상에 있는 기기들을 

Scanning하여 연결을 형성한 뒤 해당 기기들을 제어한다. 

 

3.1.4  형태소 분석 서버 

형태소 분석기는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 version 2.10b를 사용

하고,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동작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매 제어마다 형태소 분석 서버로 분석 요청 쿼리를 보내고 분

석 결과를 응답 받으므로, 형태소 분석 서버는 항상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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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App 음성 제어 음성으로 기기를 제어한다. 모듈  

 버튼 제어 버튼으로 기기를 제어한다. 모듈  

 기기 연결 제어할 기기와 연결을 형성한다. 함수  

  시작 모드 설정 최초 시작 모드를 설정한다. 함수  

  직관 정보 설정 
사용자에 맞게 직관 정보를 

설정한다. 
함수  

Web  형태소 분석 
전달받은 문장의 형태소를 토큰 

단위로 분석한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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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구조 

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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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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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간 통신 구조 

  

 

3.3.2  인식된 문장 분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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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 음성 제어 모드 

음성 인식을 통해 대화형으로 스마트기기를 제어한다.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르고 

제어 문장을 말하면,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문장을 분석하여 원하는 기기를 제어한다. 제

어 완료된 결과 또는 실패 정보는 팝업 형태로 노출한다. 

 

나. 버튼 제어 모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버튼 리모컨과 같은 기능으로 스마트기기를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러 제어한다. 스마트TV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원버튼과 0~9 사이의 숫자, 그리고 음량, 

채널 조절 버튼이 상하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메뉴 및 음소거 등의 옵션 버튼도 있다. 

스마트기기에 따라 다른 버튼 배열이 제공된다. 

 

다. 옵션 설정 모드 

사용자 옵션 및 어플리케이션 동작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주요 메뉴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 기기 연결 설정 : 현재 같은 AP상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찾아 휴대폰과 연결한다. 

- 시작 모드 설정 :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어떤 모드로 실행할지를 결정한다. 음성 

또는 버튼 제어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직관적 정보 설정 : 음성 제어 모드 사용시, 사용자의 문장에 포함된 직관적 정보

에 대한 정도를 설정한다. ‘조금’의 정도를 3, ‘적당히’의 정도를 5, ‘많이’의 정도를 

10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사용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 도움말 :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과 명령어 예시 등을 제공한다. 

 

3.3.4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 기기 제어 

기기를 제어하는 별도의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는 스마트폰과 통신할 수 있는 별

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탑재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전달받은 제어 내용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한다. 

 

3.3.5  형태소 분석 서버 기능 

가. 형태소 분석 

쿼리로 전달받은 문장을 토큰 단위로 나누어 형태소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

의 예와 같은 XML 형태로 전송한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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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ype="morpheme"> 

 <sentence>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만 높여주겠니?</sentence> 

 <word label="소리가"> 

  <morpheme> 

   <item pos="N" morph="소리" dicpos="N" score="20" /> 

   <item pos="j" morph="가" sfx="1" /> 

  </morpheme> 

 </word> 

 <word label="너무"> 

  <morpheme> 

   <item pos="Z" morph="너무" dicpos="B" score="10" /> 

  </morpheme> 

 </word> 

 … (중략) 

</analysis> 

 

 

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제한요소 1 스마트기기 중 원격 제어를 위한 별도의 포트를 제공하지 않는 기기가 있다. 

해결방안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하여 탑재한다. 

제한요소 2 형태소 분석 서버로 사용할 서버 장비가 없다. 

해결방안 
테스트 시기 까지는 캡스톤 프로젝트 진행에 제공되는 데스크탑을 서버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전용 서버를 두는 것으로 한다. 

 

3.4.2  소프트웨어 

제한요소 1 
사용할 형태소 분석기는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 를 

사용하는데, 해당 형태소 분석기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해결방안 

라이선스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참여인력 3 인 

이내의 소규모 단일 연구과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자인 강승식 교수님의 

허가를 득한 뒤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 서비스 버전은 정당한 라이선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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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뒤 서비스하는 것으로 한다. 

제한요소 2 안드로이드용 형태소 분석기는 제공되지 않는다. 

해결방안 

형태소 분석기를 새로 개발하는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 비용이 매우 

크므로, “강승식 교수: 한글공학, 정보검색 연구소”의 KLT 형태소 분석기를 

서버에서 cgi 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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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다정 - User Interface 담당 

김형주 
- User Interface 담당 

- CGI Server 구축 

박정우 
- CGI Server 구축 

- Smart TV Application 개발 

유영선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임재광 - Smart TV Application 개발 

임원혁 - Smart Phone Application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40 

User Interface 설계 6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50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15 

형태소 분석 서버 구축 10 

알고리즘 연구 30 

시스템 테스트 10 

합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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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시장 조사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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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캡스톤 디자인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서버 구축, 형태소 분석기 사용 

테스트, Android 와 Smart TV 개발 환경 구축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슬라이드 쇼 

2012-01-02 2012-03-08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3-09 2012-03-20 

1 차 중간 보고 

Android 음성 인식, Smart Phone 과 Smart TV 

어플리케이션, 명령어 집합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동영상 

2012-03-21 2012-04-05 

2 차 중간 보고 

명령 제어, Smart Phone-Smart TV 간 통신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3. 동영상 

2012-04-06 2012-05-03 

구현 완료 

오류 수정,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료된 소스 코드 

2012-05-04 2012-05-11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테스트 완료된 Smart TV 와 Smart Phone 

2012-05-12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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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테스트 완료된 소스 코드 

3. 동영상 

4. 포스터 

2012-05-22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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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다정 User Interface 설계 2012-02-20 2012-02-24 3 

 시스템 테스트 2012-05-01 2012-05-25 4 

김형주 User Interface 설계 2012-02-20 2012-02-24 3 

 형태소 분석 서버 구축 2012-03-08 2012-03-14 4 

 알고리즘 연구 2012-02-13 2012-04-20 10 

박정우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2012-01-04 2012-02-03 10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4-09 2012-05-11 7 

 형태소 분석 서버 구축 2012-03-08 2012-03-14 6 

 알고리즘 연구 2012-02-13 2012-04-20 20 

유영선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2012-01-04 2012-02-10 1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3-08 2012-05-11 30 

임원혁 주요 기술 연구 및 테스트 2012-01-04 2012-02-10 1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3-08 2012-05-11 20 

 시스템 테스트 2012-05-01 2012-05-25 2 

임재광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2012-03-08 2012-05-11 8 

 시스템 테스트 2012-05-01 2012-05-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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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장비 6 대 각 조원 2012-01-02 2012-05-31 Android SDK 

Smart Phone(Galaxy S) 임원혁 2012-02-01 2012-05-31 Android 

Samsung Smart TV 국민대학교 2012-02-01 2012-05-31 WiFi 

CGI 용 서버 1 대 국민대학교 2012-02-01 2012-05-31 Ubuntu 10.04 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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